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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숙종 때 학자 식산 이만부(1664~1732)가 경상도 상주 노곡에 식산정사를 짓고 
은거생활을 하며 일상의 정취를 그림과 시로 묘사한 서화첩.

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던 이만부는 남인 계열의 학자로 숙종 때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
몰락하자 경상도 상주로 낙향하여 저술과 강학에 몰두하였다. 미수 허목에서 이어지
는 남인 학맥의 정통을 이었고, 성호 이익 등과 교유하며 근기지역 실학파에도 큰 영
향을 주었다.

전형적인 문인화의 형태를 갖추었지만, 자세히 살펴보면 뒤에 유행하기 시작하는 진
경산수화의 면모와 풍속화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.

식산정사도(息山精舍圖): 식산정사 전체를 조망한 그림으로 식산정사와 주변의 풍경을 
묘사. 뒤에 1700년 무렵 식산정사를 조성한 내력을 쓴 노곡기(魯谷記)와 1714년 1월 



화재가 발생한 뒤 이를 복구하는 과정을 기록한 노곡후기(魯谷後記)가 있다.

연거(燕居): 간지정(艮止亭)에 한가로이 앉아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긴 이만부 자신을 
묘사.

회우(會友): 간지정(艮止亭)과 양정재(養正齋)에 벗들과 둘러 앉아 강학을 하고, 담소
를 나누는 이만부가 꿈꾸는 이상적인 은거생활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다.

의장(倚杖): 지팡이를 짚고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는 쓸쓸한 이만부의 모습과 소를 
몰고 돌아오는 목동을 함께 묘사한 풍속화적 요소가 두드러진다.

종수(種樹):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고 나무를 고정시키고 물을 주는 일련의 장면과 
이를 감독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묘사. 함께 수록한 시는 꽃과 대나무 가지에서 도(道)
의 세계를 발견하고 형상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과농(課農): 써레질하고 쟁기질하는 농부들과 이를 바라보는 이만부의 모습을 풍속화
적 기법으로 묘사. 실학자로서 중농주의적 관점이 드러난 것이라 평가된다.

수조(輸租): 추수 후 세금을 걷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관리, 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
이만부,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세금을 내야하는 농부의 근심어린 걱정. 납세와 관련하
여 3자의 이해관계를 생동감 있게 묘사. 시는 당시 농민의 각박한 현실과 조세에 관
한 이만부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.

누항도 화첩에는 이 밖에 강학(講學), 수서(修書), 사전(寫篆), 탄금(彈琴), 투호(投壺), 
보정(步庭), 관어(觀魚), 탁천(濯泉), 치포(治圃) 등의 그림과 시가 더 있었으나, 현재는 
떨어져 나가 화첩에서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.

다행히 탁천(濯泉)은 화첩과 떨어져 나가 낱장으로 세상을 떠돌다가 2014년 서울의 
한 경매사 사장님이 기증하여 도서관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가 되었다.

긴 세월을 돌아 다시 하나가 된 탁천처럼 언젠가는 나머지 8장의 그림과 시도 돌아와 
완전한 서첩의 모습을 갖추게 될 날을 꿈꾼다.

※ 누항도 전시 안내
 - 장소: 중앙도서관 5층 고문헌 자료실
 - 전시기간: 2020. 10. 5. ~ 10. 30.
 - 관람시간: 9:00~18:00(토요일, 점심시간 제외:12:00~13:00)


